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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워크와 같이 정보통신기술 주도적 조직 변화의 경우 적절한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변화 관리는 구조적 관점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도 지원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ICT 주도 
변화 관리 관점에서 스마트워크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조직적 지원 요인을 구조적ㆍ문화적 요인으로 나눠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2019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A사의 8명의 스마트워크 이용자를 인터뷰하여, 조직적 지원에 대해 분석하
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구조적 지원((1) 스마트워크 제도화, (2) 정보기술 인프라, (3) 테이블 책상으로 사무 환경 변경,
(4)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원((1) 자율성 제고, (2) (중간)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3) 신뢰
를 주는 조직분위기)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워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구조적 지원과
더불어 문화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균형적 조직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구조적・문화적 지원 요인
과 결과요인인 일과 삶의 균형 및 성과 간 인과관계를 실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스마트워크, 조직적 지원, 구조적 지원, 문화적 지원, 변화 관리

Abstract  In the case of ICT-enabled organizational changes such as Smart Work, appropriate change 
management is required. To achieve work-life balance,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should be 
conducted from both a structural and a cultural perspective. This study looked at organizational factors 
that affect Smart Work facilitation through a case study with the view of ICT-enabled change 
management.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9, eight Smart Workers of Company A were interviewed 
and analyzed for organizational support. The results show that structural support such as 
institutionalization, ICT infrastructure office environment improvement, Smart Work center as well as 
cultural support such as enhancing autonomy, communicating style of managers, trusting 
organizational climate are required. The findings suggest balanced organizational support to provide 
cultural support along with structural support for activating Smart Work operation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the causality between structural/cultural support factors and outcome 
factors.

Key Words : Smart Work, Organizational Support, Structural Support, Cultural Support, Chan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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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약칭은 
“WLB” 또는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영리하게 일하는 방식인 
스마트워크(Smart Work)가 정부 및 기업에서 추진되어 
왔다.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을 활용하여 언
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
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 하고 
있다. 스마트워크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이 달성되고, 이
를 바탕으로 직무 만족과 일상생활의 만족과 같은 개인
적 성과[1] 뿐만 아니라 조직성과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현재까지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근무’, ‘모바일 오피스’ 등으로 
스마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2]. 정부 차
원에서 행정안전부는 스마트워크 제도 정립과 스마트워
크센터 건립을 통해 활성화에 이바지 했다.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는 ICT를 활용한 스마트워크에 초점을 맞춰 정책
을 추진해 왔으며, 고용노동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
해 “일가양득”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스마트워크를 장려
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선 스마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 등의 기업을 필두로 시간
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들어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워크를 도입하여 성공
적으로 정착시켰다고 강조했던 5678서울도시철도공사
[3]는 스마트워크의 활용 수준을 축소하고 있다. 하드웨
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기술적 기반을 적절히 지원
하고, 스마트워크를 시행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며 성공적
으로 스마트워크 토대를 구축했지만, 조직 차원의 지원과 
조직 문화 정착에 문제가 있어 스마트워크 운영이 중단
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4, 5]. 

스마트워크와 같이 정보통신기술 주도적(ICT-enabled) 
조직 변화의 경우 적절한 변화 관리를 통해 새로운 업무 
방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스마트워크와 같이 ICT 주도적인 새로운 
업무 방식은 활용 빈도가 낮고, 활용 방법이 적절하지 못
하고, 활용 효과가 떨어져 중단된다면 막대한 예산의 낭
비뿐만 아니라 조직이 효율성 개선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6]. 따라서 지속적으로 스마트워크가 운영 될 수 있

도록 조직 변화를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0년 스마트워크 정책이 발표된 이후 스마

트워크에 관련된 초기 국내 연구는 스마트워크 도입 전
략[7], 스마트워크의 기대성과[3], 스마트워크센터 활성
화 방안[8], 효과적인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한 핵심 요소
의 탐색과 구현 전략 제시[9], 스마트워크 정책 프레임워
크를 제시하는 연구[10], 성공요인 도출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11] 등 스마트워크를 도
입하고자 하는 조직에 필요한 요소와 구축 전략을 제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중점 내용
은 기술, 제도, 전략 등 조직의 구조적인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변화 관리는 구
조적 관점뿐만 아니라 문화적ㆍ관계적 관점에서도 지원
되어야 한다[12]. 구조적 지원은 인적 자원 정책과 관행
을 개정하여 유연성을 향상시켜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 
또는 업무시간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키는 공식적인 지원
을 의미한다. 반면에서 문화적ㆍ관계적 지원은 업무 장소
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받는 비공식적인 사회적ㆍ관계
적 지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ICT 주도 변화 관리 관점에서 스마
트워크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ㆍ문화적 요인 등 
조직적 지원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워크 활용 
및 지원과 관련된 조직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
해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스마트워크 변화관리를 위한 문헌을 살
펴보고, 이를 토대로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의 절차를 기
술하였다. 이후 스마트워크 이용자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
로 사례 기업의 조직적 지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스마트워크 변화관리를 위한 조직적 지원

현대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변화를 관리하는 역량은 조
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조건이다[13]. 스마트워크
의 도입과 같이 조직이 운영되는 환경에서 변화가 발생
했을 때,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 등 환경적 변수가 조직 변화에 영향을 준다
[14]. ICT가 자체로 조직 변화를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조직 변화를 유도하는 주도적(enabling) 역할을 수행한
다는 점은 제기되어 왔다[15]. 스마트워크는 기술 요인, 
즉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적(enabled)으로 조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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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일으키며, 이러한 조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가 필요하다[16].

ICT가 주도하는 변화관리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관련하여 기존 문헌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Morton[17]은 
ICT가 주도하는 조직 변화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기
업 내부의 요소와 기업 외부의 요소로 나눠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기업 내부 요소는 (1) 조직 구조(structure), 
(2) 관리 프로세스(management process), (3) 역할 분
배 및 문화(individual role and culture), 조직 외부 요
소는 (4) 조직 전략(organizational strategy)과 (5) 기
술(technology) 등이다. Benjamin & Lenison[16]은 
ICT 주도적 변화는 일반적인 변화 상황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
하고 특히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추진하여야 할지(what 
must change) 검토하기 위해서, Morton [17]이 제시
한 다섯 가지 요소를 재정리하여 (1) 비즈니스 프로세스, 
(2) 조직 및 문화, (3) 기술적 지원의 세 가지 요소를 중
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Ward & Elvin[18]은 Benjamin & Lenison[16]이 
고려한 프레임워크를 확대하여, ICT 주도적 변화를 분석
하는 데 있어서 (1) 전략, (2) 관리 프로세스, (3) 조직 구
조, (4) 행위 및 문화, (5) 역할 및 기능, (6) 기술 및 시스
템, (7) 운영 프로세스 등 일곱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Melvile 등[19]은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에서 기업이 ICT를 활용하여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강조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정 기업의 IT 비
즈니스 가치 창출은 ICT 자원인 (1) 기술, (2) 개인, 그리
고 보완적 조직 자원(조직 구조, 규범 및 정책, 문화 등)
에 의해 주도된다고 주장하였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조직적 지원은 크게 공식적(구
조적) 지원과 비공식적(문화적) 지원 등 두 차원으로 나
눌 수 있다[12]. 유연한 직무 설계, 인적자원 정책 등 구
조적 지원은 공식적인 유연 근무 정책 및 프로그램의 도
입과 동시에 시작되며, 새로운 업무 양식에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적응해 가면서 지속된다. 반면에 상사의 지원과 
조직 분위기 등 문화적 지원은 긍정적인 가치와 규범으
로 표출되며, 공식적 정책의 구현과 활용에 있어서 핵심
적인 요소이다. 

앞서 제시한 ICT 주도 변화관리 고려 요소는 구조적 
지원(<예> 조직 구조, 관리 프로세스, 기술 및 시스템, 운
영 프로세스 등)과 문화적 지원(<예> 조직 문화, 관리층
의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스마트워크 운영을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원도 

필요하다. 기존 스마트워크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 구축
을 위한 구조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3, 7, 9-11, 
20]. 따라서 스마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적 지원
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
석을 통해 스마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ㆍ문화
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Fig. 1. A framework for a Smart Work case study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1 연구대상의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인 스마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

조적ㆍ문화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스마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두었다. 최소 3년 
이상 스마트워크를 운영하고, 정부기관 등에서 스마트워
크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는 기업이나 조직을 
검토하였다. 또한 선정과정에서 학술적 분석에 적합한가 
그리고 도입을 고려 중인 기업들이 참조할 만한 현실적
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지니는가도 사례를 선정하는 데 
고려하였다[21].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스마트워크 
운영 기업을 선별하고,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스마트워크
센터 근무 등 다양한 스마트워크 유형을 지원하고 구조
적ㆍ문화적 관점에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는 A
기업을 선정하였다.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Yin[22]이 제시하는 자료 수집의 절차를 따랐다. 먼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한 2차 자료를 수집하였
다. 인터넷 검색, 기업 홍보 자료, 신문, 잡지 등 언론 자
료 와 보도자료, 학술자료 등을 통해 A사의 스마트워크 
관련 2차 자료를 모았다. 이를 토대로 A사의 스마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스마트워크 이용자에 대한 인터뷰
를 통해 수집하여야 할 구조적ㆍ문화적 지원 방안에 대
한 질문지를 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
기 위한 질문을 만들고, 개발된 질문을 바탕으로 실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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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2단계에서 저자들
이 주도하여 스마트워크에 참여하는 실무자를 인터뷰하
였다. 2019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A사의 8명의 스마
트워크 이용 실무자를 인터뷰하였다. A사는 팀제로 운영
되고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 중 팀장이 3명, 팀원이 5명
이었다. 팀장은 모두 40대 남성이었고, 팀원은 20대에서 
40대에 고루 걸쳐 있으며, 남성 2명 그리고 여성 3명이
었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취록을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
으로 A사의 구조적ㆍ문화적 지원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
였다.

No. Team Leader/Member Gender Age

1 Leader Male 40s

2 Leader Male 40s

3 Leader Male 40s

4 Member Female 20s

5 Member Male 30s

6 Member Female 40s

7 Member Male 30s

8 Member Female 30s

Table 1. A list of interviewees

4. 사례분석

4.1 구조적 지원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스마트워크를 위한 A사의 구조

적 지원 내용은 (1) 스마트워크 제도화, (2) 정보기술 인
프라, (3) 테이블 책상으로 사무 환경 개선, (4) 스마트워
크센터 구축 등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4.1.1 스마트워크 제도화
A사는 스마트워크 근무에 대한 지침을 규정으로 만들

었다. 도입 초기에는 월 근무일수 중 3일까지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형태로 스마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
었다. 현재는 규정에 월 5회로 확대하여 스마트워크의 활
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워크를 원하는 임직원은 스
마트워크 계획서를 한 달에 한 번 작성하여야 한다. 스마
트워크를 수행하기 이틀 전까지 시스템에 예약해야 하며, 
취소는 스마트워크 실시 일까지 유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4.1.2 정보기술 인프라
A사의 경우 사내뿐만 아니라 사외에서 유ㆍ무선 인터

넷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회
사에선 자체 구축한 유ㆍ무선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
고, 사외에선 통신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스마트워크의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안을 위해 가상사설망
(virtual private network)도 이용할 수 있다. A사는 스
마트폰을 이용하여 무선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용을 전적
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스마트워크 수행을 위한 기본
적인 정보기술 인프라인 유ㆍ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충
실히 지원하고 있다.

A사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유ㆍ무
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스마트워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태블릿의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
다. 노트북과 태블릿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내메신
저(office communicator, OC)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워크 이용자와 상호작용과 의사소
통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다. A사의 경우 태블릿을 지원
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OC를 도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스
마트워크의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4.1.3 테이블 책상으로 사무 환경 개선
A사는 스마트워크를 위한 공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존 지정 좌석형식의 칸막이 책상에서 비지정 좌석형식
의 테이블 책상(hot desking)을 도입하였다. 도입 초기
에 테이블 책상을 함께 이용해야 하는 공간의 변화로 업
무 집중도가 떨어졌고,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아 대
부분의 직원이 사무실에 있어 집되고 시끄러웠다. 그래
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혼자 일하기에는 불편한 점도 있
었다.

이후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가 늘어나면
서 좌석에 여유가 생기고 근무환경도 나아졌다. 동일한 
테이블에 앉아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빈
번해지고 친 도도 높아졌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팀 회
의가 수월해지면서 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테이블 책상 체제에서 출력물을 펼쳐 놓거나 메모지
(post-it)에 스케줄을 적어 책상에 붙여놓는 것은 어려워
졌다.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없는 점은 여전히 불편한 
사항이다. 또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 편한 사람, 그리고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업무를 하기 때문
에 고정좌석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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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재택근무 이외에도 집에서 근거리에 있는 업무 수행 

공간인 스마트워크센터(smart work center)를 이용하
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사외에 위치하지만 유무선 네
트워크가 구축되어 유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회사 시스
템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와 협업을 위한 회의실이 갖춰져 있고, 탕비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이 있어 사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와 비교해서 큰 불편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초반에 다들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타부서 사람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부서 간 협업에도 도움이 되었다. 스마
트워크 일정을 맞춰 아는 사람들끼리 함께 오기도 한다. 
일하면서 대화를 하고, 사람을 알게 되면서, 커뮤니케이
션과 협업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4.2 문화적 지원
A사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문화적 지원 내용은 (1) 자

율성 제고, (2) (중간)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3) 
조직분위기 등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4.2.1 자율성 제고
스마트워크는 중간관리자와 직원 간 의견 조율에 어려

움이 있다. 중간관리자가 지시한 결과물을 제출하고자 할 
때, 결과물이 중간관리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한다. 회사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간관리
자의 검토를 받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서 기대치를 맞
춰나갈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워크의 경우 면대면이 아
닌 원격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중간관리자의 요구와 
이를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율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중간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
문에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팀장의 경우 수시로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 때문에 
자리를 지켜야 하고, 이로 인해 시간의 자율성을 보장 받
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팀장은 스마트워크 계획을 제출하고도 회사로 출근하
는 경우가 있다. 이런 팀장도 팀원은 모두 스마트워크를 
활용하도록 지시한다. 팀장은 대면심의가 있더라고 화상
회의로 대응하며, 팀원들이 같은 날 연차나 스마트워크로 
한꺼번에 사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한다.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 중간관리자나 고위경

영층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중간관리자나 고위경영층
은 직원들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관리자들은 
스마트워크를 통해 직원이 사내에 없는 경우 도망가고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본래 관리자가 직원의 업
무 성격과 업무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과업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체제가 갖춰지면 스마
트워크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체제가 갖춰지지 않아 어렵다.

스마트워크를 수행하는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
다.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다양해야 할 것이다. 현재
는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통해 어디서 접속하였
는지 검사하고 있어 통제 받는 느낌이 강하다. 스마트워
크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진정한 자율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집에서 일하다 회사에 올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워크 
계획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필요해도 회사에 다시 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내 출입 시 직원카드에 출입이 기록
되고, 이로 인해 한 달에 한 번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 스
마트워크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상황은 또 다른 ‘구속하는 틀’이 되고 있다.

4.2.2 (중간)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회사 메신저인 오피스 커뮤니케이터(office communicator, 

OC)를 사용하면서 가능하면 초록불이 들어오도록 두고 
있다. OC의 색깔을 통한 상황 알림, 즉 초록불은 일하는 
중으로 연락 가능, 노란불은 자리 비움, 그리고 빨간불은 
로그아웃 상태로 스마트워크 이용자의 근무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초록불을 유지하려
고 애쓰고 있다. 감시하는 사람이나 같은 없지만 개인적
으로 부담이 된다. 다들 눈치를 보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테이블 책상을 변경되면서 상호작용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다. 팀 회의가 수월해졌다. 또한 동료들 간의 상호작
용이 스마트워크로 인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같
은 사무실에 있더라도 메신저로 서로 대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스마트워크가 활발해지면서 사람을 사귀는 기회가 증
가하였다.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사옥이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기회가 생기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의 효과가 향상되었
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하기도 한
다. 집에서 가까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스마트워크를 하
는 경우 필요하면 사람들을 주로 만나려고 하고,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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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업무 처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어떤 제도든지 본
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워크로 인해 직원 간 상호작용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즉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얼굴을 보면 서로 
간에 상태를 점검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메일
을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느낌을 파악할 수 없다.

팀장이 팀원에게 상호작용의 효율성을 위해 월요일에
는 스마트워크를 피하도록 유도한다. 월요일은 다 같이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
는 전체 회의시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2.3 신뢰를 주는 조직분위기
스마트워크를 위한 운영지침이 있다. 이 지침에는 스

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본래 개인에
게 스마트워크에 대한 자율성을 주고 맡겨야 한다. 스마
트워크를 독려하기 위해서 방침보다 자율적 유도가 필요
하다.

팀장과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결과물만 제대로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팀장과 3년 이상 같이 일해 온 
팀원의 경우, 팀장과 서로 관계가 좋고 신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팀원이 스마트워크를 하더라도 팀장은 주어진 
일을 마칠 거리고 믿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 
팀장의 경우도 어떤 팀원에 대해서 “이 친구가 밖에서 일
한다면 좀 믿기 어렵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테이블 책상을 쓰면서 상사와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앉은 자리에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
고, 이를 통해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
호작용을 통해 팀장과 팀원 간에 신뢰가 쌓이고, 스마트
워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팀장의 눈치나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ICT 주도 변화 관리 관점에서 스마
트워크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ㆍ문화적 요인을 탐
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심
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이용자를 대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각 인터뷰 사례의 공통점과 
상황적 차이를 도출하는 다중사례연구[22]를 적용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스마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
적 지원은 구조적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원도 필요

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은 (1) 스마트워크 제도화, (2) 정보기술 인프
라, (3) 테이블 책상으로 사무 환경 변경, (4) 스마트워크
센터 구축 등으로, 그리고 문화적 지원은 (1) 자율성 제
고, (2) (중간)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3) 신뢰를 
주는 조직분위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조적 지원과 
문화적 지원은 스마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모두 중
요하다. 하지만 구조적 지원이 눈에 보이는 명목상의 지
원이라면, 문화적 지원은 조직에 스며든 내 한 지원이
다. 결과적으로 구조적 지원은 필요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문화적 지원은 스마트워크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충분요건으로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 제도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일을 중심으로 자율성을 주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조직적 
지원이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CT 주도적인 조직 변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중요하다[15]. 일반적으로 조직적 
수준에서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을 공식적으로 설계하고 
수용하지만, 중간관리자 수준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실제 
구현하고 관리하게 된다[23]. 중간관리자는 인사관리 정
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
을 달성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정책은 중간관리자에 의존
하여 동일한 조직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는 조직구성원이 스마트워크를 
지원하는 분위기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며, 스마트워크 
지원 조직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 관리층과 조직구성원
의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적 지원은 조직/인사에서 제도
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사내 근무 방식
의 평가체계가 스마트워크에 적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하나는 직원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크 체
제에 맞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워크 체
제에 맞는 직무 훈련도 필요하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평
가를 업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상사와 친분과 신뢰도에 의해 좌우되는 직원 평가 방식
으로 스마트워크의 정착은 어렵다. 업무 결과에 의해 평
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6.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조적 지원과 문화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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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을 파악하였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과 관련하여 스마트워크 제도화, 정보기술 인프라, 
테이블 책상으로 사무 환경 변경,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문화적 지원과 관련하여 자율성 
제고, (중간)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신뢰를 주는 
조직분위기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도출하였다. 

실무적 측면에서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거나 활성화를 
고려하는 조직에서 지원 사항을 점검하는 근거로 본 연
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워크의 성공
적인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은 구조적 지원과 문
화적 지원이 병행하여야 하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
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문화적 
지원 측면에서 선행요인을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선행요인이 스마트워크가 추구하는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주고, 차례로  개인적・조직적 성과에 영
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해 탐색된 구조적・문화적 지원 요인과 
일과 삶의 균형 및 개인적・조직적 성과 간의 인과관계
를 실증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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